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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약 명 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

사업구분
성격별 기간별(임기내) 사업비별 재원별 소요사업비

신규 계속 완료 착수 기반조성 예산 비예산 국도비 군비 기타

○ ○ ○ ○ 1,000백만원

사업주체
국가 도 자체 민간

사업기간 2019~2022 팀  장 최기순(☎1870) 
담당자 이창경(☎9852)
       김지수(☎1747)

○

주관부서 교육체육과 관련부처 해당없음

□ 사업 개요

❍ 사업목표 : 학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며 군민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

문화 확산을 통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 제고

❍ 사업대상 : 홍성군민

❍ 사업내용 :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

□ 연차별 추진계획

비   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기 후

추진계획
프로그램 기획 

및 운영

프로그램 기획 

및 운영

프로그램 기획 

및 운영

프로그램 기획 

및 운영

프로그램 기획 

및 운영

프로그램 기획 

및 운영

□ 연차별 투자계획
  ❍ 사업별

    (단위:백만원)

       연도별

사업별
계 기투자

임기 중 투자계획
향후

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

1,000 200 200 200 200 200

수요자 중심 
평생학습 
프로그램

1,000 200 200 200 200 200

❍ 재원별     (단위:백만원)

   연도별

재원별
계 기투자

임기 중 투자계획
향후

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

소   계 1,000 200 200 200 200 200

국   비

도   비

군   비 1,000 200 200 200 200 200

기   타



□ 그동안 추진실적          

<2018년>

 ❍ 홍성군·신도시평생학습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(35개 프로그램, 580명)

 ❍ 홍성군·신도시평생학습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(45개 프로그램, 851명)

 ❍ 모두다 마을학교(성인문해교육 및 교양강좌) 41개 마을, 503명 수강 

 ❍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4개소, 36명 수강 

<2019년>

 ❍ 홍성군·신도시평생학습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(77개 프로그램, 1,278명)

 ❍ 홍성군·신도시평생학습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(74개 프로그램, 1,200명)

 ❍ 모두다 마을학교(성인문해교육 및 교양강좌) 25개 마을, 295명 수강 

 ❍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6개소, 59명 수강 

<2020년>

 ❍ 홍성군·신도시평생학습센터 상반기 29개 프로그램, 500명 모집하였으나 

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으로 수강생 안전을 위하여 상반기 운영 전면 취소

 ❍ 홍성군·신도시평생학습센터 하반기 24개 프로그램, 400여명 교육 운영 중

   -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(zoom, 유튜브)으로 운영

 ❍ 시설 부재로 직영이 어려운 식음료 프로그램에 대하여 4개 전문기관·단체에 

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, 4개 프로그램, 58명 교육 운영 

 ❍ 성인문해교육 과제수행 중심 비대면 수업으로 11개 마을, 92명 교육 운영 

 ❍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제수행 중심 비대면 수업으로 4개소, 36명 교육 운영 

 ❍ 중등학력인정 문해교육(중등학력 3단계) 21명 비대면 수업 운영 

 ❍ 2020년 전국문해교육 시화전에 참여하여 5명 수상

  * 수상내역 : 전국문해교육 시화전 국회 교육위원장상 1명

               전국문해교육 시화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1명

               전국문해교육 시화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상 1명

               전국문해교육 시화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상 2명

□ 문제점 및 대책 

 ❍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프로그램 축소운영 및 평생학습축제 개최 취소

  -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영유아, 노인 등 다수의 취약계층(65% 이상)이 

참여하며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지역 확산 

방지와 수강생 안전을 위하여 휴관조치 함

  - 상반기 추진불가 사업 감액조치(△132,200천원)

  - 상반기 미운영에 따른 공백은 무료 온라인 강좌 연계로 대체함



□ 향후 추진계획

 ❍ 2020. 11~12. :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

 ❍ 2021. 신규사업

  - 가정방문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

     : 마을 단위 성인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가정집까지 운영 

범위를 확대하여 학습참여 불편을 해소하고 균등한 문해교육 기회 제공

  -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

□ 증빙자료 첨부(현장 사진)

충남�문해교육한마당�참석 50플러스�스쿨�개강식

찾아가는�직장인�평생학습�프로그램�운영 평생학습카페�운영



□ 증빙자료 첨부 (보도자료)










